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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ived: 5 October 2021

As a study for producing abundantly activated phytase in the germinated barleys, which are grain
feed materials, we investigated the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phytase during germination in
Accepted: 13 November 2021 barley. When enzyme activity of phytase was measured after germination of corn, wheat, barley
and rice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grains that can be used as feed materials, germinated barley
showed the highest phytase activity of 2.91 ± 0.07 U/g compared to other grains (p < 0.05). The
phytase activity of barley gradually increased with the times of germination, and decreased after
peaking at 3.00 ± 0.32 U/g on the fourth day of germination. The temperature and pH of
germinated barley phytase showed the highest peaks at 55°C and pH 5.0. Addition of 0.01%
Tween 80 showed the best effects on the phytase activity of germinated barley. In all experiments,
phytase activity had a tendency to decrease compared to the initial activity as the reaction time
elapsed, but the treatment group of 0.01% Tween 80 maintained a similar level until 30 minutes
after the reaction. Therefore, these results are considered to provide basic data for using
germinated barley to improve the digestibility of feed-derived phytase and to prevent phosphate
contamination of the environment through fecal excre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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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Phytase(myo-inositol hexaphosphate hydrolase)는 동물뿐만 아니라 인간의 영양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phytate를 myo-inositol 및 무기태 인산염으로 가수분해를 촉매 하는 효소이다(Haefner et al., 2005; Mittal et
al., 2013). Phytate, myo-inositol(1,2,3,4,5,6) hexakisphosphate는 완숙한 곡류 및 콩류에서 인의 주요 저장 형태이다
(Cosgrove, 1966; Haefner et al., 2005; Kumar et al., 2010). 유기태 인, phytate은 식물성 사료원료에 총 인의
60~90%가 phytate phosphorus 형태로 결합되어 높은 수준으로 함유되어 있다(Raboy, 2003; Wu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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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tate은 Ca2+,Mg2+,Zn2+,Cu2+,Fe2+ 및 Mn2+와 같은 2가 양이온과 잘 결합하여 폴리머 킬레이트를 형성하는 대표
적 물질이다(Harland and Oberleas, 1999). Phytate는 P 및 다른 미네랄의 용해도, 소화 및 흡수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
사료에서 Zn, Fe, Ca, Mg, Mn 및 Cu의 생체이용률을 상당히 제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ebastian et al., 1998;
Harland and Oberleas, 1999; Wu et al., 2009; Vashishth et al., 2017). 따라서 phytate 분자와 이에 결합된 영양소는
phytase에 의한 효소 분해가 없이 소화관에서 소화 및 흡수가 될 수 없다.
단위동물인 돼지와 가금은 소화 장기에서 phytate을 분해 할 수 있는 효소 분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이 되
지 못한다(Cowieson et al., 2016; Dersjant-Li et al., 2015). 따라서 흡수되지 않은 phytate는 배설되어 환경 인산염 오
염에 원인이 되기도 한다(Humer et al., 2015). 가축 사육 증가와 함께 지속된 분뇨의 토양 살포는 식물 요구량을 초과
하고, 토양에 인산염 축적을 초래하고 있다(CAST, 2002). 또한 이것은 지표수의 부영양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인산
염이 지하수로 장기간 침출될 것으로 예측된다(Furrer and Stauffer, 1987). 따라서 양계, 돼지 및 어류 사료에 phytase
의 활용은 인, 미네랄, 아미노산 및 에너지의 이용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기축 생산을 위한 무기태 인산염의 추가
공급을 줄이고, 가축분뇨에서 인산염 배출을 줄이기 때문에 환경 친화적 물질이라 할 수 있다(Nahm, 2002; Rao et al.,
2009).
Phytase는 자연계에 널리 퍼져 있다. 예를 들면 송아지, 새, 파충류 및 어류의 혈액에서 보고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McCollum and Hart, 1908; Rapoport et al., 1941; Gibson, 1987), 옥수수, 벼, 밀 및 대두 등과 같은 식물에서도 발견
된다(Hayakawa et al., 1989; Hamada, 1996; Huebel and Beck, 1996; Nakano et al., 1999). 그러나 호밀, 밀 및 보리
와 같은 일부 곡물에는 phytase가 비교적 높지만 옥수수 및 유지 종자 분말과 같은 사료 원료에는 거의 또는 전혀 포함
되어 있지 않다(Eeckhout and De Paepe, 1994; Gupta et al., 2015; Vashishth et al., 2017; Bouajila et al., 2020).
Phytase의 효소 활성이 풍부한 식물성 사료 곡물의 급여는 동물의 소하 장기에서 인의 생물학적 이용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추가적 무기 인 보충제와 생산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종자 발아 중에 phytase는 자연적으로 활성화되며, 이러한 발아 공정을 응용하여 곡물의 효소 역가를 증가시킬 수
있다(Sung et al., 2005; Gupta et al., 2015). 보리는 유기태 인의 함량이 높고 발아 과정을 통하여 생성되는 phytase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ung et al., 2005; Bouajila et al., 2020). 또한 국내에서도 발아보리는 식혜 및 맥
주 제조공정에 사용되어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phytase가 풍부히 활성화한 곡물사료 원료로서 발
아 보리를 생산하기 위한 연구로 발아보리와 다른 곡류와의 phytase 역가를 비교하였고, 보리가 발아하는 동안
phytase의 효소 역가 변화 및 발아 보리 phytase의 효소 활성 특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 재료 및 발아
발아 실험을 위하여 사용한 씨앗은 지역 판매점을 통하여 구매하였으며, 발아는 Konietzny et al.(1995)과 Greiner
et al.(1998)의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보리(Hordeum vulgare L. cv. Olbori)는 표면의 계면장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0.1% Tween 80에 5분간 침지 후 0.75% H2O2에 1분간 소독하였다. 그리고 멸균 수로 행군 후에 증류수에 16
시간동안 4°C에서 침지하여 발아 샘플을 준비하였다. 준비된 보리는 위생 거즈 2겹 위에서 수분을 유지하며 25°C의
어두운 환경에서 5일간 발아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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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샘플 준비
효소 역가 및 단백질 분석을 위하여 발아기간 동안 24시간 간격으로 샘플을 채취하여 실온에서 건조 하였으며, 건
조된 발아 보리는 주방용 분쇄기(Hoodmixer, Hanil, Korea)를 이용하여 분말을 준비하였다. 효소액 추출은 Azeke et
al.(2011) 및 Ma et al.(2015)의 방법을 응용하여 준비된 분쇄된 샘플(1 g)은 10 mL의 0.1 M acetate buffer와 혼합하
여 4°C에서 16시간동안 진통 추출기(Thermo Mixer, KBT, Korea)를 사용하여 추출 하였다. 순수한 추출액은 8,000 g
에서 30분 원심분리를 실시한 후 상등액을 취하여 준비하였다.

Phytase의 효소역가 분석
보리의 발아기간 동안 phytase 발현을 스크린하기 위하여 Agar Plate Staining 방법을 실시하였다. Phytate agar
plate는 250 mL의 1.8% Agar에 6 mL의 10% Na-phytate, 1mL의 myo-inositol 및 2 mL의 10% CaCl2를 무균 상태에
서 혼합하여 agar plate로 준비한다. 준비된 phytate agar plate에 효소 샘플을 채울 수 있은 정도이 홀을 도려내고, 준
비된 효소 추출물을 채우고 37°C에서 16시간 동안 반응을 일으킨다. 효소 반응 염색은 20% cobalt chloride로 10분간
의 반응 시간을 부여하고, 6.25% ammonium molybdate와 0.45% ammonium vanadate 혼합용액을 15－20분 동안
반응을 하여 효소작용 부위가 주변보다 연한색을 띄는 것을 확인한다.
Phytase의 효소 역가는 sodium phytate으로부터 phosphate이 분해되어 나오는 량을 측정하였다(Houde et al.,
1990). 효소역가, 1 U는 pH 5.0 및 37°C 조건에서 1분 동안 기질로부터 분해되어 생성되는 1 µmol phosphate으로 정
의하였다. 효소반응 혼합액은 0.1 M acetate(pH 5.0)에 0.2%(w/v) sodium phytate 농도의 기질용액 600 µl와 150 µl
의 효소추출물을 혼합하여 준비하였고, 준비한 효소반응 용액은 37°C에서 30분 동안 배양하였다. 그리고 효소반응으
로 생성된 phosphate의 함량을 측정하였다(Fiske and Subbarow, 1925).

Phytase의 역가 비교 및 효소 특성
발아보리 phytase의 역가를 다른 곡류와 비교하기 위하여 옥수수(Zea mays L. cv. Mibaek2nd), 밀(Triticum
aestivum L. cv. Keumkang), 쌀(Oryza sativa L. cv. Odae) 및 콩(Glycine max L. cv. Daewon)을 지역 판매점을 통하
여 구매하여 사용하였으며, 동일한 조건으로 25°C에서 4일간 발아 후 건조 하였다. 그리고 건조된 각 샘플은 분석 샘
플 준비에서와 같이 분쇄, 추출 및 원심분리의 과정을 거쳐 상등액을 준비하여 phytase를 측정하고 효소 역가를 비교
하였다.
효소 특성 연구를 위한 발아보리 phytase의 활성 최적 온도는 35－65°C 범위에서 조사 하였고, phytase의 역가에
미치는 pH의 영향은 acetate buffer(pH 3.0－6.0) 및 Tris-acetic acid(pH 6.0－7.0)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그리고
phytase 역가에 미치는 유화제의 영향은 효소반응 혼합액에 Tween 80을 0.01－0.1%(v/v)의 농도 범위로 첨가하여
조사하였다.

통계분석
본 실험에서 얻어진 자료에 대한 통계분석은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SPSS, 2017)를 이용하였
으며, 처리 평균치 간의 유의성 분석은 Duncan(1955)의 Multiple Range Test에 의거하여 5% 수준에서 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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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발아 곡류의 phytase 역가 비교
식물의 종자, 씨앗 및 곡류는 발아하는 동안에 phytate로부터 무기태 인을 생산하고, 이들 무기태 인은 식물의 성장
을 위하여 사용된다. 그리고 씨앗은 발아를 통하여 자연적으로 phytase를 포함한 다양한 효소를 활성화한다. 본 연
구에서도 Fig. 1에서와 같이 보리뿐만 아니라 옥수수, 밀 및 벼의 발아를 통하여 phytase가 다양하게 활성 됨을 확인
하였다.
사료용 원료로 사용 가능하고 지역에서 구입하기 용이한 곡류로서 옥수수, 밀, 보리 및 벼를 동일한 조건에서 발아
후 phytase의 효소 역가를 측정하였을 때 곡류 종자 간에 명확히 다른 효소 활성을 나타내었다(Fig.1). 발아 후 보리의
phytase 역가는 2.91 ± 0.07 U/g으로 다른 곡류에 비하여 가장 높았다(p < 0.05). 발아 밀 및 옥수수의 phytase 역가는
각각 2.31 ± 0.08 및 2.00 ± 0.17 U/g으로 적은 차이를 나타내었으나, 발아 벼의 phytase 효소역가(1.52 ± 0.07 U/g)보
다는 유의적으로 높았다(p < 0.05).
곡류의 발아는 조직 내 구조 및 기능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이러한 변화는 효소들의
활성에 의하여 이루진다(Duffus, 1987). Phytate는 성숙기에 빠르게 씨앗에 축적되며 총 인산의 60－90%를 차지한
다(Greiner et al., 2000). 그리고 씨앗 내 phytate 함량 감소와 phosphate함량 증가는 발아하는 동안에 phytase 활성의
현격한 증가와 함께 발견되어 왔다(Laboure et al., 1993; Egli et al., 2002; Bouajila et al., 2020). Phytase는 대부분의
곡류에서 발견되며, 효소역가는 종자의 종류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Bartnik and Szafranska, 1987; Gupta et al.,
2015; Vashishth et al., 2017). 동일한 조건에서 발아를 실시한 본 연구에서도 phytase의 활성이 곡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1).
Eeckhout and De Paepe(1994)은 밀 및 호밀에서 phytase가 높았던 반면 보리에서는 좀 낮았고, 옥수수는 매우 낮
은 활성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Azeke et al.(2011)의 연구에서도 밀에서 벼, 옥수수 및 수수 보다 phytase가 발아를 통
하여 더 활성화 되었다. 다른 연구(Egli et al., 2002; Madsen and Brinch-Pedersen, 2019)에서도 밀과 보리가 옥수수
및 벼보다 더 높은 효소역가를 보였는데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이었다. 보리와 밀의 phytase에 대한 본 연구와
는 다르게 보리보다 밀에서 더 높게 활성화됨을 보고하였다(Zimmermann et al., 2002; Delia et al., 2011). 그러나
Azeke et al.(2011)는 벼, 옥수수, 수수 및 밀에서 phytase가 0.41－0.67 U/g 수준으로 낮았음을 지적하였고, Steiner et
al.(2007)는 귀리, 보리, 호밀 및 밀에서 0.4－6.0 U/g으로 품종 간에 phytase 활성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Fig. 1. Comparison of phytase activity between different germinated gr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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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의 발아 기간 동안 phytase의 변화
보리의 발효 기간 동안 phytase 발현을 스크린하기 위하여 Agar Plate Staining을 실시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보
리의 phytase의 발현은 효소 샘플을 채운 홀 주변의 효소 작용에 의한 밝은 환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발아 시작 0일차
에서도 phytase 활성을 학인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발아가 진행됨에 따라 효소활성 환의 크기도 확장 되었으며 더 선명
한 밝은 환을 관찰 할 수 있었다. 발아 시작 0일차는 샘플 전처리 후 16시간 침지를 한 상태로 침지 기간에도 phytase의
효소 활성이 일어난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결과는 여러 품종의 보리를 4시간 30분 동안 침지 및 전 처리를 실시 후
에 phytase 역가가 0.60－0.80 units/g dry matter의 수준에서 활성화됨이 보고된바 있다(Egli et al., 2002; Bouajila et
al., 2020). 또한 본 연구의 효소 역가 측정에서도 0.43 U/g으로 효소 활성이 측정되었다(Fig. 3).
발아 기간 동안 보리의 phytase 역가 변화를 측정하였을 때 효소 역가의 변화를 Fig. 3과 같이 확인 할 수 있었다. 발
아 기간 동안 효소의 역가는 발아 0 및 1일차에 각각 0.43 ± 0.14 및 0.72 ± 0.28 U/g 수준으로 소폭 증가하였고, 발아
2일차에는 1.93 ± 0.15 U/g으로 큰 폭으로 증가 하였다. 그리고 발아 3일차 이후 계속 증가하여 발아 4일차에 3.00 ±
0.32 U/g으로 최고 정점을 형성한 후에 발아 5일차에는 1.46 ± 0.18 U/g으로 감소하였다. 발화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보리의 phytase 효소역가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은 오랜 연구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Bartnik and Szafranska, 1987;
Lee, 1990). Azeke et al.(2011)은 여러 발아 곡류들에서 phytase의 할성이 3－16배로 증가하는 것을 보고하였고, 본
연구에서도 6.98배까지 증가하였다. 그리고 Bouajila et al.(2020)은 보리의 발아 실험에서 phytase 역가가 4.83－
10.08배로 높아짐을 보고하였고, 발아 기간 중 4－5일차에 큰 폭으로 증가하여 12일차에 최고 정점을 형성함을 보고
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경향과는 다른 결과로 발효 환경의 차이에서 나타난 현상이라 사료된다. 또한 다른 연구(Ma
and Shan, 2002; Azeke et al., 2011)에서도 발아 밀의 phytase 최고 활성이 발아 3일차 및 8일차에 형성됨이 보고된바
있다.

Fig. 2. Plate screening of phytase during barley germination.

Fig. 3. Developments of phytase by barley g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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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아 보리 phytase의 특성
발아보리 phytase 활성의 최적 온도 및 pH는 Fig. 4에서와 같다. 발아보리의 phytase 활성에 미치는 온도를 35－
65°C 범위에서 조사하였을 때 35°C에서 효소 역가가 가장 낮았으며,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55°C에서 최고 정점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60 및 65°C에서는 점진 적으로 감소하였다(Fig. 4A). 발아보리의 phytase
활성에 미치는 pH를 4.0－6.5 범위에서 조사 하였을 때 pH 4.0에서 가장 낮은 역가를 나타내었고, pH가 증가함에 따
라 phytase의 역가는 증가하여 pH 5.0에서 최고 정점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그 이후 pH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
향을 확인 하였다(Fig. 4B).
일반적으로 곡류와 콩에서 phytase의 최적 온도는 45－60°C 범위에서 형성되었고 최적 pH는 4.0－7.5 범위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알 수 있다(Chang, 1967; Nagai and Funahashi, 1962; Yoshida et al., 1975; Chang et
al., 1977; Mandal and Biswas, 1970). 또한 Brinch-Pedersen et al.(2014)의 연구에서 호밀, 밀, 벼, 귀리 및 보리의
phytase도 pH 4.6－6.0 및 38－55°C 범위에서 최적 효소활성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도 phytase 활성을 위한 최
적 pH 및 온도가 이상의 연구 보고들의 범주 내에서 형성되었다(Fig. 4). 본 연구와 유사한 수준의 결과로 Greiner et
al.(2000)은 발아보리에서 두 피크(P1, P2)의 phytase를 정제하였고 pH 5.0(P1) 및 pH 6.0(P2) 그리고 45°C(P1) 및
55°C(P2)에서 phytase의 최적 효소활성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Brinch-Pedersen et al.(2014)는 pH5.0 및 45°C에서
발아보리 phytase가 최적으로 활성화됨을 보고하였다.
(A)

(B)

Fig. 4. Optimum temperature (A) and pH(B) of phytase.

Fig. 5. Effects of Tween 80 on phytase activity in the germinated bar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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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화제가 발아보리의 phytase 활성에 미치는 영향은 Fig. 5와 같다. 유화제로서 Tween 80을 첨가하였을 때 무첨가
에 비하여 phytase 활성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Tween 80을 효소 반응액의 0.01% 첨가하였을 때 다른 처리구보다 더
좋은 효과를 주었고, Tween 80 첨가량을 0.05 및 0.1%로 하였을 때 효소 역가가 낮아지는 현상을 나타 내었다. 그리
고 모든 실험에서 반응시간이 경가함에 따라 초기 효소 역가에 비하여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Tween 80을 0.01%
첨가한 처리구는 반응 시간 10 및 30분까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유화제가 효소의 생성 및 역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결과들이 보고되어 왔다(Han and Gallagher, 1987;
Ebune et al., 1995; Lan et al., 2002). Tween 80과 sodium acetate이 A. ficcum NRRL 3135의 phytase를 증가시킨 반
면, Triton X-100은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Ebune et al., 1995). 본 연구에서도 Tween 80 첨가로 무첨구의 1.03－1.18
배 증가하였고, Han and Gallagher(1987)의 연구에서도 1.7배나 증가함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Tween 80 및 Triton X-100의 영향을 발견하지 못하였다(Lan et al., 2002), 일반적으로 유화제가 효소에 긍정적 영향
을 주는 경향이 있지만 효소의 유래 및 종류에 따라 다양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Reese and Maguire,
1969).

요약
본 연구는 phytase가 풍부히 활성화한 곡물사료 원료로서 발아 보리를 생산하기 위한 연구로 보리의 발아하는 동안
phytase의 효소 역가 변화 및 발아 보리 phytase의 효소 활성 특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사료용 원료로 사용 가능한
곡류로서 옥수수, 밀, 보리 및 벼를 동일한 조건에서 발아 후 phytase의 효소 역가를 측정하였을 때 발아 보리의
phytase 역가가 2.91 ± 0.07 U/g으로 다른 곡류에 비하여 가장 높았다(p < 0.05). 발아 기간 동안 보리의 phytase 역가
는 발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하였고, 발아 4일차에 3.00 ± 0.32 U/g으로 최고 정점을 형성한 후에
감소하였다. 발아보리 phytase의 활성을 위한 온도 및 pH는 55°C 및 pH 5.0에서 최고 정점을 나타내었다. Tween 80
이 발아보리의 phytase 활성에 미치는 영향은 0.01% 첨가하였을 때 가장 좋은 효과를 주었다. 그리고 모든 실험에서
반응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초기 효소 역가에 비하여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Tween 80을 0.01% 첨가한 처리구는
반응 후 30분까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는 사료 유래 phytate의 소화기 내 이용을
향상시키고 배설로 환경의 인산염 오염을 예방함에 있어 발아 보리의 동물 사료에 활용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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